
－ 635 －

1)

1 Date Received May 1, 2014, Date Accepted June 2, 2014
2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College of Forest & Environmental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3 이건산업주식회사. Eagon Industrial Co., Ltd, Dowha-dong, Nam-gu, Incheon, 402-060, Korea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남훈(e-mail: kimnh@kangwon.ac.kr)

목재공학 42(6): 635~645, 2014

J. Korean Wood Sci. Technol. 42(6): 635~645, 2014

http://dx.doi.org/DOI : 10.5658/WOOD.2014.42.6.635

인도네시아산 주요 조림수종의 해부학적 특성Ⅱ
1

장 사 라2
⋅장 재 혁2

⋅김 종 호2,3
⋅Fauzi Febrianto

4
⋅김 남 훈2,†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Major Plantation Species Growing in IndonesiaⅡ1

Sa-Ra Jang2
⋅Jae-Hyuk Jang2

⋅Jong-Ho Kim2,3
⋅Fauzi Febrianto4

⋅Nam-Hun Kim2,†

요  약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인공조림중인 8수종 목재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모색을 위해 해부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침엽수종인 Damar와 Sumatran pine의 생장륜은 뚜렷하지 않았고 Sumatran pine은 수지구가 존재하였으나 Damar는 수

지구가 관찰되지 않았다. Damar는 편백형과 삼나무형 벽공을 보였고, Sumatran pine은 창상벽공과 소나무형벽공의 분

야벽공형태를 보였다. 두 수종 모두 3,000 µm 이하로 다소 짧은 가도관의 길이를 보였고, 방사조직은 주로 단열방사조

직으로서 Sumatran pine의 경우 방추형 방사조직이 관찰되었다. 활엽수 수종은 모두 산공재였고 Afrika와 Simpur Batu

는 고립관공, Angsana는 집단관공, Mahoni는 2∼4열의 방사복합관공, Mindi와 Trembesi에서는 2∼3열의 방사복합관

공과 익상유조직, 연합익상유조직이 다른 수종에 비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Afrika, Mahoni와 Simpur Batu는 평복세

포와 1∼2열의 직립세포로 구성된 이성방사조직이, Angsana, Mindi와 Trembesi는 평복세포로 이루어진 동성방사조직

이 관찰되었다. Simpur batu는 높이 1 mm를 초과하는 3∼6열의 다열 방사조직 폭을 보였으며, 이외 5개 수종은 1∼3

열의 방사조직 폭을 보였다. 단위면적(mm
2
)당 관공의 수는 Angsana와 Simpur Batu가 다른 수종에 비해 많았으며 특

히 Simpur Batu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모든 수종의 목섬유길이는 수심부에서 수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Simpur Batu가 가장 긴 섬유의 길이를, Angsana와 Trembesi가 가장 짧은 섬유길이를 나타냈다.

ABSTRACT

The anatomical characteristics of eight major wood species planted in Indonesia were investigated to provide val-

uable information for their effective utilization. The growth-ring boundaries of Damar and Sumatran pine were 

indistinct. Resin canal was found in Sumatran pine but it was not observed in Damar. Cupressoid pit and taxodioid pit

were found in Damar and window-like pit and pinoid pit were observed in Sumatran pine. Tracheid length of Damar 

and Sumatran pine was shorter than 3,000 µm. There were uniseriate rays in Damar and Sumatran pine and fusiform

ray in Sumatran pine. All the hardwood species observed in this study were diffuse-porous. They had different vessel

groups, i.e., solitary pore in Afrika and Simpur Batu, pore cluster in Angsana and mostly 2-4 rows of radial pore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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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honi. Mindi and Trembesi had mostly 2-3 rows of radial pore multiple with paratracheal parenchyma as aliform 

and confluent types. Afrika, Mahoni and Simpur Batu showed heterocellular rays which composed of procumbent cells

in the body and mostly 1-2 rows of upright and/or square cells in the margin. All ray cells procumbent was observed

in Angsana, Mindi and Trembesi. The large rays commonly exceeding 1 mm in height and ray width of 3∼6 cells

were observed in Simpur Batu. The other five hardwood species showed ray width of 1∼3 cells. Vessel number per

mm2 of Angsana and Simpur Batu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hardwood species. The length of wood fiber and 

tracheid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from pith to bark. By IAWA list, fiber length of hardwoods was classified into 

long in Simpur Batu and short in Angsana and Trembesi.

Keywords : tropical wood, anatomical properties, Indonesian species, fiber length, vessel, ray

1. 서  론

우리나라의 목재수요량 중 약 17%에 해당하는 

490만 m3의 목재만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나

머지 83%의 목재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Korea Forest Service 2013).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

는 전술한 국내 목재수급 문제의 해결은 물론, 탄소

배출권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2050년까지 100

만 ha 면적의 해외조림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으

며, 현재 총 13개국에 약 28만 ha를 조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해외 총 조림면

적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대상국가이며 

코린도, 산림조합중앙회 등 총 32개의 국내업체가 

진출하여 전체 약 19만 ha의 조림면적을 형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해외조림이 타 국가에 비해 

활발한 이유로는 지형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우리나

라와 가깝기 때문에 원목의 운반이 용이할 뿐만 아

니라, 지난 1987년과 2010년 양국간 체결된 “임업협

력약정” 및 “목재바이오매스 에너지산업 육성협력” 

등 정부차원에서의 인공조림지 확보가 보장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포함

한 열대국가에서 생산된 목재자원에 대한 재질정보

는 대부분이 천연림에서 생산된 목재에 대한 자료이

며 2000년대 이후의 연구결과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Jo 등 1976, 1977; Choi와 Yoon 1982; Kang 등 

1982). 또한 과거 천연림에서 생산된 목재자원과 현

재 인공조림지에서 생산된 목재는 생육환경 및 조림

관리 여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자원 간의 재

질 및 해부학적 특성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

각된다(Jeong 등 1992; 1996; 2000a; 2000b).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열대 수종에 대한 고도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인공조림 중인 

목재의 기초 특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Kim 

등 2012a, 2013). 그중에서도 목재의 해부학적 특성

에 대한 연구는 목재의 물리 및 역학적 특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한번 제재된 상태

로 수입된 목재는 육안적으로는 수종식별이 매우 어

렵기 때문에 해외 목재자원의 고도 이용을 위해 가

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사항목이다.

전보(Kim 등 2012b)에서는 인도네시아산 주요조

림수종 3종, 유망수종 7종 계 10수종의 해부학적 특

성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조림이 비교적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활엽수 6개, 침엽수 2개 등 8개 

수종을 선정하여 해부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조림면적이 비교

적 넓은 8개 수종을 선정하여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지역에 위치한 보고르농업대학교 Gunung walat 학

술림(남위 6∘ 54ʹ 39.94ʺ, 동위 106∘ 49ʹ 34.12ʺ)에서 

수령 10년 내외인 8개 수종을 선정하여 수종별 1본

씩 흉고부위 원판을 채취하여 공시재료로 이용하였

다. Table 1에 공시재료의 일반명, 학명, 흉고직경과 

채취장소를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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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name Scientific name DBH* (cm) Location

Afrika Maesopsis eminii 30

Gunung Walat Education Forest, 

Sukabumi, West Indonesia

Angsana Pterocarpus indicus 22

Damar Agathis lorantifolia 32

Mahoni Swietenia mahagoni 24

Mindi Melia azederach 24

Simpur Batu Dillenia excelsa 32

Sumatran pine Pinus merkusii 28

Trembesi Samanea saman 36

*
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Table 1. Sample trees

Fig. 1. Micrographs of Afrika (C: cross surface, R: radial surface, T: tangential surface).

2.2. 실험방법

2.2.1. 광학현미경 관찰

흉고높이에서 원판을 채취한 후, 각 수종별로 횡

단면, 접선단면, 방사단면으로 구분하여 시편을 제작

하고, 목재의 조직구조 관찰 방법(Park 등 1993)에 

의하여 절편제작 후, 이를 광학현미경(ECLIPSE E600, 

Nikon, Japan) 및 화상분석기(IMT, I-solution Lite)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2.2.2. 구성세포 치수 측정

수로부터 수피까지 방사방향으로 1 cm 간격으로 

sliver를 제작하여 Schültz용액에 침지시킨 후, 알코

올시리즈로 탈수하고 safranine용액으로 염색하여 영

구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이를 광학현미경으로 관

찰하고 화상분석기로 단위면적(1 mm2)당 도관밀도, 

도관의 방사 및 접선직경, 방사조직 세포고, 목섬유 

및 가도관의 길이 등 구성세포의 치수 및 개수를 최

소 50회 이상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3단면의 해부학적 특징 

3.1.1. Afrika (Maesopsis eminii)

Fig. 1은 Afrika의 3단면 사진이다. 산공재로써, 관

공은 고립관공이며 주위상유조직이 관찰되었고 방사

단면에서 방사조직은 평복세포와 1∼2열의 직립세

포로 구성된 형태가 관찰되었다. 접선단면에서 1∼3

열의 방사조직이 산재상으로 관찰되었다. Schirarend 

(1991)에 의하면 Afrika는 산공재이며, 도관요소들이 

고립관공으로 분포하고, 방사조직은 평복동성형의 

형태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축방향유조직

은 주위상, 익상 및 연합익상유조직의 형태로 보고하

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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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graphs of Angsana (C: cross surface, R: radial surface, T: tangential surface).

Fig. 3. Micrographs of Damar (C: cross surface, R: radial surface, T: tangential surface).

3.1.2. Angsana (Pterocarpus indicus)

Fig. 2는 Angsana의 3단면 사진이다. 산공재로써, 

관공은 고립관공, 방사복합관공, 집단관공이 균일하

게 분포한 형태가 관찰되었으며, 주위상유조직과 익

상유조직이 관찰되었다. 방사조직은 평복동성형 방

사조직이 관찰되었으며, 접선단면에서는 1∼3열의 방

사조직이 산재하였다. Ogata 등(2008)에 의하면 Angsana

는 생장륜이 구분되며 고립관공과 2∼3열의 방사복

합관공이 나타났고 단열의 방사조직을 보고하였다. 

또한 축방향유조직 내에 결정이 있으며 연합익상유

조직이 뚜렷이 나타나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는 달리 집단관공의 형태가 뚜렷이 나타났다.

3.1.3. Damar (Agathis lorantifolia)

Fig. 3은 Damar의 3단면 사진이다. 수지구, 연륜경

계와 조⋅만재의 이행은 관찰되지 않았다. 방사단면

에서는 방사가도관이 관찰되었으며, 분야벽공은 편

백형과 삼나무형의 벽공을 보였다. 분야당 벽공의 개

수는 3∼5개로 식별되었고, 접선단면에서는 단열방

사조직이 산재하여 관찰되었다. Ogata 등(2008)에 따

르면 Agathis속의 횡단면에서 수지구, 방사 가도관과 

축방향유조직이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Agathis bor-

neensis는 연륜의 경계가 관찰되어진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분야벽공은 편백형과 삼나무형의 분야벽공

으로 보고하였다. Lee (2009)는 Agathis속인 Kauri에

서는 생장륜을 겨우 관찰할 수 있었으며, 벽공은 1∼

2(3)열의 교대상으로 배열되어졌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접선단면에서 2∼7세포고의 단열방사조직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만재의 이행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수종의 개체별 차이 혹은 지역적 특

성에 따른 차이에 따라 관찰된 것이라 판단된다.

3.1.4. Mahoni (Swietenia mahagoni)

Fig. 4는 Mahoni의 3단면 사진이다. 산공재로써, 

관공은 고립관공과 2∼4열의 방사복합관공이 관찰

되었으며, 주위상유조직이 관찰되었다. 방사단면에서 

방사조직은 평복세포와 1∼2열의 직립세포로 관찰

되었고, 접선단면에서는 1∼3열의 방사조직이 산재

하였다. Ogata 등(2008)은 Swietenia속에서 축방향유

조직 내에 결정이 관찰되었으며 드물게 주위상유조

직 또는 익상유조직이 존재하고, 접선단면에서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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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crographs of Mahoni (C: cross surface, R: radial surface, T: tangential surface).

Fig. 5. Micrographs of Mindi (C: cross surface, R: radial surface, T: tangential surface).

∼4열 폭의 방사조직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

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3.1.5. Mindi (Melia azederach)

Fig. 5는 Mindi의 3단면 사진이다. 산공재로써, 관

공은 고립관공과 2∼3열의 방사복합관공이 보였고 

주위상유조직과 익상유조직이 관찰되었다. 방사단면

에서 평복동성형 방사조직이 관찰되었으며, 접선단

면에서는 1∼3열의 방사조직이 산재하였다. Ogata 

등(2008)는 Melia속은 물결모양의 관공과 익상유조

직이 관찰되었고, 접선단면에서 3∼6열의 방사조직

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Lee (2009)에 따르면 대

만산 Chineseberry (Melia azedarach)는 생장륜이 명

확하며 1∼3열의 공권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고, 고

립관공과 복합관공이 존재하지만 고립관공이 많으며 

타이로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공시재료 채취 

지역에 따른 환경과 기후조건 차이의 영향으로 생장

륜의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

3.1.6. Simpur Batu (Dillenia excelsa Miq.)

Fig. 6은 Simpur Batu의 3단면 사진이다. 산공재로

써, 관공은 고립관공으로 산재유조직이 관찰되었고, 

방사단면에서는 평복세포와 1∼2열의 직립세포로 구

성된 방사조직이 관찰되었다. 접선단면에서는 높이 1 

mm를 초과하며 3∼6열의 방사조직이 산재하여 관찰

되었다. Jeong (1997)에 따르면 Simpur Batu는 산공

재로써 계단상 천공판이 관찰되었으며, 도관상호간의 

벽공이 층계상구조로 배열되어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단열에서 다열의 방사조직이 보였고, 단열의 높이

는 약 323.1 µm로 긴 방사조직으로 보고하였다. Ogata 

등(2008)은 Dillenia속에서 5∼12열의 다열 방사조직

이 관찰되었으며, 방사조직 내 착색된 내용물이 있다

고 보고하고 있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3.1.7. Sumatran pine (Pinus merkusii)

Fig. 7은 Sumatran pine의 3단면 사진이다. 횡단면

에서 수지구 주변의 에피델리얼 세포가 관찰되었으

며, 방사단면에서 방사가도관과 축방향가도관 내부

의 유연벽공이 관찰되었다. 분야벽공은 창상형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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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icrographs of Simpur Batu (C: cross surface, R: radial surface, T: tangential surface).

Fig. 7. Micrographs of Sumatran pine (C: cross surface, R: radial surface, T: tangential surface).

Fig. 8. Micrographs of Trembesi (C: cross surface, R: radial surface, T: tangential surface).

나무형의 형태를 보였고, 분야당 벽공의 개수는 1개

로 식별되었다. 접선단면에서 방사조직의 형태는 단

열의 폭을 보이는 방사조직과 방추형 방사조직이 산

재하여 관찰되었다. Ogata 등(2008)은 열대지역 천연

림의 소나무에서 생장륜의 경계 및 조만재의 구분이 

가능하며, Pinus merkusii의 분야벽공은 창상벽공과 

소나무형벽공의 형태를 보고하였으며, 접선단면에서

는 단열의 방사조직과 수평수지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 Sumatran pine에서는 창상벽공과 소나무

형벽공의 형태가 관찰되었으나 생장륜의 경계 및 조

만재의 이행 정도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

3.1.8. Trembesi (Samanea saman)

Fig. 8은 Trembesi의 3단면 사진이다. 산공재로써, 

관공은 고립관공과 2∼3열의 방사복합관공이 나타

났고, 익상유조직과 연합익상유조직이 관찰되었다. 

방사단면에서는 평복동성형 방사조직이 존재하였고 

축방향유세포 내부에 다실결정이 보였으며, 접선단

면에서는 1∼3열의 방사조직이 산재하였다. Ogata 

등(2008)에 따르면 Trembesi는 산공재로, 고립관공과 

2∼3열의 방사복합관공을 보고하였다. 또한 방사조

직은 평복동성형이고 축방향유세포 내부의 결정이 

보였으며, 접선단면에서의 방사조직은 2∼3열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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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Near the pith Near the bark Mean length

Afrika 801 ± 63 1,085 ± 68 983 ± 97

Angsana 591 ± 54 777 ± 72 709 ± 58

Damar 1,094 ± 110 2,594 ± 358 2,073 ± 431

Mahoni 762 ± 73 1,271 ± 82 1,019 ± 181

Mindi 832 ± 102 1,095 ± 101 1,003 ± 92

Simpur Batu 1,687 ± 219 2,271 ± 163 1,998 ± 146

Sumatra pine 1,847 ± 173 2,998 ± 426 2,517 ± 377

Trembesi 590 ± 86 1,021 ± 79 851 ± 120

Table 2. Length of wood fiber and tracheid      (unit: µm)

Species
Vessel density (Number per mm2)

Vessel diameter (µm)

Radial direction Tangential direction

Near the pith Near the bark Near the pith Near the bark Near the pith Near the bark

Afrika 3.0 ± 1.3 3.7 ± 2.0 210.2 ± 38.9 276.8 ± 53.1 158.8 ± 31.9 257.6 ± 44.4

Angsana 14.8 ± 5.2 12.8 ± 2.8 97.2 ± 17.7 114.8 ± 26.8 76.8 ± 14.3 99.4 ± 17.2

Mahoni 7.2 ± 1.7 10.5 ± 1.9 127.1 ± 24.2 107.9±20.4 106.6 ± 16.7 93.7 ± 20.8

Mindi 5.5 ± 1.6 5.3 ± 2.7 137.1 ± 29.8 145.9 ± 24.1 108.7 ± 18.1 114.6 ± 18.7

Simpur Batu 23.8 ± 3.7 13.0 ± 1.8 105.0 ± 25.6 134.9 ± 28.9 87.8 ± 18.4 100.7 ± 23.0

Trembesi 3.7 ± 1.2 3.2 ± 1.0 156.1 ± 43.0 185.6 ± 40.9 138.4 ± 28.5 144.0 ± 26.0

Table 3. Vessel density and vessel diameter

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범위가 넓은 익상 및 연합익상유조직

의 관찰과, 축방향유조직 내부에 결정 및 뚜렷한 형

태의 방사조직이 출현하는 점을 들 수 있으며, 공시

수종 간 해부학적 식별지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3.2. 목섬유 및 가도관의 치수

Table 2는 주요 조림수종 가도관과 목섬유 길이를 

측정한 결과이다. Damar와 Simpur Batu의 가도관의 

길이는 각각 약 2,073 µm, 2,517 µm의 치수를 보였

다. 활엽수재 목섬유 길이의 경우 709 µm∼1,998 µm

의 범위를 보였으며, Mahoni, Mindi와 Simpur Batu 

등 3개 수종은 활엽수재 목섬유의 평균적인 길이로 

알려진 1,000 µm보다 긴 치수를 관찰하였다. IAWA 

(2004) 분류기준에 의하면 본 연구의 침엽수 두 수종

은 3,000 µm 이하로 짧은 가도관길이의 범위를 보

였고, 활엽수 수종 중에서는 Simpur Batu의 목섬유

가 길게 나타났으며(≥ 1,600 µm), Afika, Mahoni, 

Mindi는 중간(900∼1,600 µm), Angsana, Trembesi는 

짧은 섬유길이(≤ 900 µm)의 범위를 보였다. 긴 섬

유길이로 분류되어진 Simpur Batu는 섬유판, 펄프 

제조를 위한 섬유자원분야에 활용성이 클 것으로 판

단된다. 

Fig. 9는 각 수종의 목섬유와 가도관의 길이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전 수종이 수심부에서 수피부로 이

동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정수준에 도

달할 경우 그 증가폭이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보였다. 

3.3. 도관밀도 및 직경

Table 3은 주요 조림수종의 도관밀도와 직경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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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adial variation of wood fiber length of Afrika (A), Angsana (B), Mahoni (C), Mindi (D), Simpur Batu 

(E), Trembesi (F) and tracheid length of Damar (G) and Sumatran pin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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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Ray height (number) Ray height (µm)

Near the pith Near the bark Near the pith Near the bark

Africa 13.8 ± 6.1 14.7 ± 3.7 238.1 ± 92.3 270.7 ± 58.9

Angsana  9.6 ± 3.3 11.3 ± 3.8 193.7 ± 65.4 230.6 ± 77.7

Damar  4.7 ± 2.0  6.5 ± 4.8 132.9 ± 47.3  170.1 ± 108.9

Mahoni 11.6 ± 2.6 12.9 ± 4.0 297.6 ± 62.8 414.5 ± 95.7

Mindi 15.3 ± 5.9 13.0 ± 4.3 298.7 ± 83.7 299.3 ± 65.1

Simpur Batu 16.5 ± 4.7 24.3 ± 8.9  615.4 ± 156.1  926.3 ± 361.1

Sumatra pine 10.3 ± 2.8  7.6 ± 2.7  373.7 ± 130.5 181.2 ± 66.4

Trembesi 10.2 ± 2.1 12.2 ± 3.5 163.1 ± 32.3 217.4 ± 35.8

Table 4. Ray height

정한 결과로, 단위면적(mm2)당 도관밀도는 Simpur 

Batu의 수심부가 약 20∼27개, 수피부가 약 11∼14

개로 다른 수종들에 비해 높았던 반면, Afrika와 

Trembesi의 수심부가 약 1∼4개, 수피부가 약 2∼4

개로 가장 낮았다. 도관의 방사 및 접선직경은 수종 

간 비교하였을 때, 방사방향과 접선방향 모두 Afrika

가 가장 큰 직경을 보였고 접선직경이 약 200 µm 이

상으로 다른 수종에 비해 뚜렷한 도관의 형태를 보

여 공시수종 간 해부학적 식별지표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방향 간 비교하였을 

때, 모든 수종의 방사방향 직경이 접선방향 직경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AWA (1989) 분류기

준에 의하면 단위면적(mm2)당 도관밀도는 Afrika와 

Trembesi가 각각 약 3.4개, 3.5개로 낮은 밀도(low 

density), 이외 수종들은 5∼20개로 약간 낮은 밀도

(little low density)로 분류되었다. 도관의 접선직경은 

Afrika가 약 288 µm로 큰 접선직경(big diameter), 

Angsana와 Simpur Batu가 각각 약 86.6 µm, 94.3 

µm로 약간 작은 접선직경(little small diameter), 이

외 수종은 100∼200 µm로 약간 큰 직경(little big 

diameter)으로 분류되었다.

3.4. 방사조직의 세포고 측정

Table 4는 주요 조림수종의 방사조직 세포고를 측

정한 결과로, 방사조직 당 방사유세포의 개수는 

Simpur Batu는 수심부 11∼21개, 수피부 15∼32개

로 가장 많은 개수를 보였으며, 침엽수인 Damar는 

수심부 2∼6개와 수피부 1∼10개로 가장 적은 개수

를 관찰하였다. 방사조직의 높이(µm)는 Simpur Batu

의 수심부 615.4 µm, 수피부 926.3 µm로 가장 높았

으며, Damar의 수심부 132.9 µm, 수피부 170.1 µm로 

가장 낮았다. 침엽수의 IAWA (2004) 분류기준에 의

하여 Damar는 약 5.6개, Sumatran pine은 약 8.9개로 

중간높이(5∼15 cells)의 방사조직높이로 분류되었다. 

4. 결  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인공조림중인 8수종의 해부

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침엽수인 Damar와 Sumatran 

pine은 생장륜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Sumatran pine

의 경우 수지구가 관찰되었고 Damar는 편백형과 삼

나무형, Sumtran pine은 창상형과 소나무형의 분야벽

공을 보였다. 접선단면에서 Damar와 Sumatran pine

은 단열방사조직을 보였으나 Sumatran pine에서는 

방추형방사조직이 관찰되었다. IAWA (2004) 분류기

준에 의하면 Damar와 Sumatran pine의 가도관 길이

는 각각 약 2,073 µm, 2,517 µm로(≥ 3,000 µm) 짧

은 가도관의 길이로 분류되었으며, 방사조직높이의 

개수는 Damar가 약 5.6개, Sumatran pine이 약 8.9개

로 중간높이의 개수로 분류되었다. 

활엽수 6개 수종은 산공재로써, 관공은 고립관공이 

관찰되었고 Angsana는 집단관공, Mahoni는 4열 이

상의 방사복합관공, Mindi와 Trembesi는 익상유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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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합익상유조직이 다른 수종에 비해 뚜렷이 관찰

되었다. Afrika, Mindi와 Trembesi 등은 평복동성형

방사조직이 관찰되었으며 이외의 수종들은 평복세포

와 1∼2열의 직립세포를 보였다. 접선단면에서 Simpur 

Batu는 다른 수종에 비해 높이가 1 mm를 초과하

는 3∼6열의 다열방사조직이 관찰되었으며 이외 수

종들은 1∼4열의 방사조직을 보였다. IAWA 활엽수 

분류기준에 의하면 Simpur Batu가 약 1,998 µm로 

(≥ 1,600 µm) 긴 섬유길이를 보였고 Angsana와 

Trembesi가 각각 약 709 µm, 891 µm로 짧은 섬유길이

로 분류되었다. mm2당 도관밀도는 Afrika와 Trembesi

가 각각 약 3.4개, 3.5개로 낮은 도관밀도로 분류되

었고 이외 수종들은 5∼20로 약간 낮은 밀도로 분류

되었다. 도관의 접선직경은 Afrika가 약 208.2 µm로 

본 수종들 중 큰 직경으로 분류되었고, Angsana와 

Simpur Batu가 각각 약 86.6 µm, 943 µm로 약간 작

은 도관의 접선직경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인도네시아산 

8수종의 목재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결과 

획득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개체수, 다양한 수종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신뢰성 높은 광범위한 자료

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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